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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대형 도서매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 

요자 기반의 니 비즈니스 서비스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형 도서매장의 업무 프로세스 

를 분석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요구사항 또 

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을 조사한 다음,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니 비 

즈니스 서비스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서비스들은 평가모형에 따라 통계적 분석을 진행한 다 

음 킬러 서비스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향후 전개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근거한 비즈니 

스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타당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signed the killer services for the scene of bookstore in ubiquitous 

computing. To achieve this study, we have explored the unmet needs of employees and users 

in bookstores and examined whether the unmet needs could be served by the resources and 

capabilities of ubiquitous computing. Then we have extracted detailed killer services that 

includes value propositions and resource map by using statistical methodology. Finally, the 

killer services were designed to serve employees and users in bookstores with the service 

architec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develop new business model in 

ubiquitous computing as the basic research.

키워드 :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서비스, 킬러서비스, 대형서점 사례연구

Ubiquitous Business Service, Killer Service, Book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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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 

여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초소형 컴퓨터 기기 

들이 물리적인 실세계 공간에 내장되어 사용 

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의 전자공간과 물리공간 

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지능적 컴퓨팅 환 

경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사용자 

가 의식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 

또는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간 및 공간에 제 

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다양한 방법을 통 

하여 정보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 

스 컴퓨팅 환경(Ubiquitous Computing En- 

vironment)’으로 설명된다. 이는 모든 네트 

워크상에서 임의의 장치를 사용하여 어떠한 

정보라도 전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인식하 

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사용자의 상황을 

자동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형태 

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11].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진행되는 u 비즈니스는 고객의 비 

즈니스 환경을 구성하는 사물 및 프로세스 

등을 지능화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체계이다[21].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u 비즈니스 서 

비스에 관한 사례들(u 국방 탄약관리 서비 

스, 교량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홈 네트워크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항만 물류 관리 서 

비스 등)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기술의 

수준만을 고려하여 비즈니스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는 거리가 먼 비즈니스 서비스들이 도출되어 

u 비즈니스 확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 

다[8, 13, 16, 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 

계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방법론에 기초 

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서비스 사용 

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와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구현에 필 

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함과 함 

께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u 비즈니스 서비스 설계 방법

u 비즈니스는 e 비즈니스의 확장된 개념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에 진행되었던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설계 

방법론 중에서 'Rayport and Jaworski(2001)’ 

가 제안한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방법론을 

응용하여 적용하였다[10].

이 방법론에 따르면 u 비즈니스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먼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가 

지는 특징을 바탕으로 현재 또는 향후 전개 

될 가치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u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다. 그러나 현재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은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상태 

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현재의 업무 프로 

세스와 함께 가상의 유비쿼터스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사용자 요구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기 

회를 u 비즈니스 서비스로 가시화한 다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시스템을 설계함으 

로써, 서비스 사용자 수요 중심의 u 비즈니 

스 서비스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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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비즈니스 서비스 

연구분야 선정 

기존 또는 새로운 가치 시스템에서 

사업기회 발견

자원 시스템 규명 및 모델링

<그림 1> u 비즈니

2.1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서비스 연구 

분야 선정

도서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정보기술 

지원속도가 빠르며, 거래대상이 되는 도서의 

특성이 동일하며, 대형서점 중심의 산업 지 

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성 및 사 

업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형서점을 중심 

으로 진행되는 도서산업의 가치사슬 관점에 

서 u 비즈니스 서비스를 도출하게 되었다.

2.2 기존 또는 새로운 가치 시스템에서

사업기회 발견

가치시스템은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개인, 물류업체, 구매 

자 등의 전체 연결 사슬을 말한다. 이 단계에 

서는 기존의 가치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기 

존의 가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된 

다. 분석할 가치 시스템에 대한 선택이 끝나 

면, 사용자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따라 충 

족되지 못한 요구（현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요구） 또는 제공되지 않은 요구（서비스

U 비즈니스 서비스 설계 및 평가

스 설계방법론

는 제공되지만 개선될 여지가 있는 요구）들 

을 분석하게 된다.

2.3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서비스 설계 

및 평가

앞서 분석한 가치시스템으로부터 기존 서 

비스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사용자 요구와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용자 요구를 해 

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으로서, 유비쿼 

터스 컴퓨팅 특성이 반영된 기술을 용하여 u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설계한다. 설계된 서비 

스들은 가치사슬의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 

라 어떠한 개선된（또는 새로운）가치를 생성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서비스 평 

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u 비즈니스 서비스 평가모형에 따라 통계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킬러 서비스들을 도출하게 

된다.

2.4 자원 시스템 규명 및 모델링

자원 시스템은 킬러 서비스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자원과 활동을 새로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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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모델에 맞게 변화하도록 조정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편익(Core Benefit) 

과 이를 전달하는데 활용할 자산(Assets)과 

행동(Actions), 그리고 이를 행동을 수행할 

역량(Capabilities)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여 

기에서의 자산과 행동은 서비스에 특화된 기 

반구조 및 응용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역 

량이 결합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설계된 서비 

스 핵심편익을 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에 

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핵심편익을 규명하고, 서비스 

시나리오와 함께 시스템 자산과 행동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3. 대형서점을 위한 u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3.1 비즈니스 업무프로세스 분석

국내 대형서점의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접 담당자를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 

(in depth interview)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치사슬을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형서 점의 

가치사슬은 주 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시 주 활동은 공급자관리, 주문관 

리, 입고관리, 재고 및 매장관리, 반품관리, 고 

객관리, 판매관리, 배송관리 등으로 정리된다.

주문관리는 출판사에서 새로운 출간된 도 

서를 국내 대형서점에 공급하는 신간위탁 도 

서주문관리와 대형서점에 진열된 도서가 모 

두 판매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출판사에게 도 

서를 주문하는 주문매절 도서주문관리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신간위탁 도서의 경우 출 

판사에 판매의뢰가 이루어지면, 서점의 각 

지점 팀장 측에서 분야별 일별주문을 하게 

되고, (중앙)구매 부서에서는 도서주문을 통 

합하여 최종 주문이 이루어진다. 그 외 기준 

재고 이하의 도서는 이상의 과정 없이 자동 

주문관리 시스템에 의해 주문이 발생된다.

입고관리는 출판사에서 도착한 도서를 사 

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검수하고 이를 서 

가에 진열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출판 

물이 출간되면 출판사에서는 도서고유 번호 

(Electronic Product Code)정보를 생성하고, 

출판물 내 정보표시 및 도서정보를 입력하여 

서점으로 출고하게 된다. 서점은 제품이 입 

고되면 제품검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거래 

명세처리를 진행한 후, 신간정보 입력 및 입 

고데이터를 입력한 뒤에 서가에 진열 또는 

창고에 저장한다.

재고 및 매장관리는 서가에 진열된 도서가 

고객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고관 

리와 반품관리 과정을 포함한다. 재고관리는 

재고의 현황파악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간주 

되고 있으며, 반품관리는 반품사유를 조사하 

여 차후의 반품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 주요 

한 업무과정이다. 먼저, 재고관리는 재고현황 

을 파악한 뒤, 부족한 서적을 물류창고로부 

터 서가에 반입하여 서가에 진열하여 매장환 

경을 정리하는데, 1일 재고파악 이외 재고실 

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반품관리는 반품사유 

를 정리한 뒤 반품을 결정하고, 반품정보를 

등록하여 반품된 도서를 취합하여 출판사로 

돌려보내거나 혹은 정산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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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관리는 대형서점과 고객, 대형서점의 

지점들 사이에 도서배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업무를 포함한다. 대형서점과 고객 사이에는 

고객의 도서구매가 이루어진 후부터 실제 도 

서를 손에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며, 

대형서점과 지점들 사이에 도서배송은 재고 

관리와 연계하여 도서 판매추이를 고려한 실 

물도서 재고조정 과정이다.

3.2 충족되지 않는 또는 새로운 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업무 프로세스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각각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현재 또는 향후 

발생 가능할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국내대표 대형서점 5개 서점을 선 

정하여 업무 담당자들과의 상세 인터뷰 과정 

을 통하여 공급자관리, 주문관리, 입고관리, 

재고 및 매장관리, 반품관리, 고객관리, 판매 

관리, 배송관리 등의 업무에서 현재 충족되 

지 않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새로운 서비스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3.3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설계 및 평가

앞서 정리된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해결하 

기 위한 u 비즈니스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컴 

퓨팅 기술의 특징（Situation Sensing and 

Decision, Autonomic Computing, Self Gr

owing Intelligence）과 관련분야 전문가들 회 

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u 비즈니스 서비 

스 설계를〈표 2＞와 같이 진행 하였다[19].

＜표 1＞ u 비즈니스 서비스 요구사항

번 호 u 서비스 요구사항

1
많은 양의 신간 위탁도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서에 대한 평가가 부정확하고 도서배치가 지연되 

고 있다.

2
현재 판매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주문 예측이 부정확하여, 품절현상에 기인한 매출 감소 및 고 

객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3
검수 대에 도착한 도서에 대한 품질관리 및 입고처리가 부정확（사용자 입력오류） 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검수 대에서 혼잡（hot spot）과 함께 추가인력필요 및 시간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4

입고된 도서를 서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도서에 명시된 코드에만 의존하여 배치하기 때문에, 

서가 부족현상과 함께 특정 서가에 대한 고객 혼잡도가 증가 하고 있다（서가 사이에 공간 확보 

가 부족한 상태임）.

5

고객이 열람한 도서에 대한 자유배치, 도난, 판매도서에 대한 입력오류 및 판매시간과 집계시간 

사이에 시간차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도서 판매, 반품 및 재고 현황이 매일 정확하게 취 

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고관리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주기적으로 담당구역에 대한 도서를 정리하고 있다.

6

고객이 구매하는 희망도서를 못 찾는 사례（서가 및 서가 내 도서）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되 

고 있으면 발생함. 검색기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세부적인 위치정보 면에서 볼 때는 아직 

도 미흡하며 부정확하다.

7
고객이 매장에서 도서를 열람하는 데 불편함（조명, 잠시 열람할 수 있는 공간, 창고 분위기, 혼 

잡 및 소음 등）을 토로하고 있다.

8
원격 주문고객에게 도서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도서를 시간대 별로 집계하여 배송하기 때문 

에 배송도서 양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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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u 비즈니스 서비스 설계

번호 u 비즈니스 서비스 설계

1

외부 환경（최근의 사회적 이슈, 도서홍보 등）과 연관된 도서판매 동향（도서의 형식적 요소-제목, 

저자, 출판사, 가격 등; 도서의 내용적 요소-분야, 도서요약 정보, 추천 글 등）에 근간하여 신간 

위탁도서를 접수하는 서비스

2
외부 환경（계절, 지점별 고객들의 도서구매 성향, 최근의 사회적 이슈, 도서홍보 등）, 도서판매 추 

이, 독자 평 등을 고려하여, 수일（수개월） 사이에 판매될 도서수량을 예측하는 서비스

3
도서에 대한 파본（찢겨짐, 인쇄불량, 오염）을 식별하고, 그 결과를 출판사에서 작성한 도서정보 

와 함께 병합하여 실시간으로 도서입고를 처리하는 서비스

4
입고된 도서의 종류, 현재의 도서판매 추이, 고객의 도서구매 동선（stop point）, 시간 대 별 매장의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동적으로 서가배치를 지원하는 서비스

5 도서이동 및 판매에 대한 추적을 실시간 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

6
고객의 구매희망 도서정보를 서점에서 파악하여, 고객에게 도서정보, 위치정보 및 최적의 구매 

동선을 제공하는 하는 서비스

7
서가 별 도서정보（판매순위, 추천정보, 현재 보유 도서 량, 세부 요약정보） 등을 고객에게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8
매장 입장고객에 대하여 고객 특성（관심분야, 신체정보, 선호음악어〕따라 서가 사이에 공간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관심정보, 특정 조명 및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

9

시간대별 주문고객 정보（위치, 충성도, 배송요구 제한시간 등） 배송방법（국내배송, 해외배송, 퀵 

서비스 배송, 지점 간 이동배송）, 배송 도서들의 무게와 부피, 교통상황 등을 축적된 정보를 바 

탕으로 실시간으로 배송차량을 배치하는 서비스

설계된 u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킬러 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하여 평가모형에 

따라 통계적 방법을 진행을 하였다. 평가모 

형은 기업간 서비스（B2B）와 사용자 대상 서 

비스（B2C）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항목을 구 

성하였다. 먼저 기업 간 서비스는 유용성, 경 

제성, 확장성 등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 

며, 사용자 대상 서비스는 유용성, 편이성, 

수용성 등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1〜7, 

15, 20].

• 유용성 : 해당 서비스가 업무에 도움이 될 

가능성

• 경제성 : 해당 서비스 사용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을 가능성

• 확장성 : 해당 서비스가 타 분야에 응용 

되어 사용될 가능성

• 편이성 : 해당 서비스가 용이하게 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

• 수용성 : 해당 서비스가 거부감 없이 사 

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설계된 평가모형을 가지고 대형서 

점에 종사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 간 서 

비스를 설문 평가하였으며, 사용자 대상 서 

비스는 이들 서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 

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기 

간은 2007년 8월 1일〜15일까지 15일간 진 

행되었으며, 대형서점 관계자 50명과 대형서 

점 사용자 50명을 대상을 설문하였다. 수집 

된 설문은 다 변량 분산분석을 통하여 킬러 

서비스 도출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 

변량 분산 분석의 결과는〈표 3>과〈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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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리되어 있으며,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각 서비스 

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 

다음 각 서비스들의 평가항목에 대한 값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서비스 평가결과를 계산 

하고, 최종적인 킬러 서비스 도출을 위하여 

서비스 평가 평균을 구하여 서비스들 간의 

순위를 정했다. 서비스 평가에 의한 서비스 

들에 대한 순위 결과는 u 비즈니스 서비스 

유형별로〈표 5＞오+〈표 6＞과 같이 정리하 

였다.

＜표 3＞ u 비즈니스 서비스 다 변량 분산분석(B2B)

효 과 값 F 가설 자유도 유의확률

Intercept

Pillai’s Trace .973 4128.672(a) 3.000 .000

Wilks’s Lambda .011 4128.672(a) 3.000 .000

Hotelling's Trace 48.741 4128.672(a) 3.000 .000

Roy’s Largest Root 48.741 4128.672(a) 3.000 .000

u 서비스

Pillai’s Trace .082 1.933 18.000 .032

Wilks’s Lambda .816 1.942 18.000 .031

Hotelling’s Trace .091 1.948 18.000 .022

Roy’s Largest Root .052 3.425(b) 6.000 .004

a. 정확한 통계량.

b. 해당 유의수준에서 하한 값을 발생하는 통계량은 F에서 상한 값입니다.

c. 계획 ：Intercept + u 서비스.

＜표 4＞ u 비즈니스 서비스 다 변량 분산분석(B2C)

효 과 값 F 가설 자유도 유의확률

Intercept

Pillai’s Trace .968 2910.648(a) 4.000 .000

Wilks’s Lambda .032 2910.648(a) 4.000 .000

Hotelling’s Trace 29.334 2910.648(a) 4.000 .000

Roy’s Largest Root 29.334 2910.648(a) 4.000 .000

u 서비스

Pillai’s Trace .102 1.442 28.000 .049

Wilks’s Lambda .920 1.450 28.000 .029

Hotelling’s Trace .118 1.498 28.000 .020

Roy’s Largest Root .058 3.342(b) 7.000 .010

a. 정확한 통계량.

b. 해당 유의수준에서 하한 값을 발생하는 통계량은 F에서 상한 값입니다.

c. 계획 ：Intercept + u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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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u 비즈니스 서비스 평가（B2B）

순위 u 비즈니스 서비스 서비스 평가

1 도서이동 및 판매에 대한 추적을 실시간 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 14.120

2

외부 환경（계절, 지점별 고객들의 도서구매 성향, 최근의 사회적 이슈, 도서홍 

보 등）, 도서판매 추이, 독자 평 등을 고려하여, 수일（수개월） 사이에 판매될 도 

서수량을 예측하는 서비스

12.940

3
입고된 도서의 종류, 현재의 도서판매 추이, 고객의 도서구매 동선（stop point）, 

시간대별 매장의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동적으로 서가배치를 지원하는 서비스
12.970

4

외부 환경（최근의 사회적 이슈, 도서홍보 등） 과 연관된 도서판매 동향（도서의 

형식적 요소-제목, 저자, 출판사, 가격 등; 도서의 내용적 요소-분야, 도서요약 

정보, 추천 글 등）에 근간하여 신간 위탁도서를 접수하는 서비스

11.720

5
도서에 대한 파본（찢겨짐, 인쇄불량, 오염）을 식별하고, 그 결과를 출판사에서 

작성한 도서정보와 함께 병합하여 실시간으로 도서입고를 처리하는 서비스
10.140

<표 6> B2C u 비즈니스 서비스（도서 분야）

순위 u 비즈니스 서비스 서비스 평가

1
고객의 구매희망 도서정보를 서점에서 파악하여, 고객에게 도서정보, 위치정보 

및 최적의 구매동선을 제공하는 서비스
19.120

2

매장 입장고객에 대하여 고객 특성（관심분야, 신체정보, 선호음악）어】 따라 서가 

사이에 공간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관심정보, 특정 조명 및 음악을 제공하는 서 

비스

18.640

3
서가 별 도서정보（판매순위, 추천정보, 현재 보유 도서 량, 세부 요약정보） 등을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15.340

통계적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 

과 B2B u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는 ‘도서이동 

및 판매에 대한 추적을 실시간 적으로 가능 

하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 B2C u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구매희망 도서정보를 

서점에서 파악하여, 고객에게 도서정보, 위치 

정보 및 최적의 구매동선을 제공하는 서비 

스’, 매장 입장고객에 대하여 고객 특성（관심 

분야, 신체정보, 선호음악）에 따라 서가 사이 

에 공간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관심정보, 특 

정 조명 및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킬 

러 서비스로 선정되었다.

3.4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대상을 커 

뮤니티 컴퓨팅（CC, Community Computing） 

기반의 자원 및 정보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커 

뮤니티 컴퓨팅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내의 장치들과 

서비스들의 집합과 이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한다. 커뮤니티 컴 

퓨팅의 구성은 환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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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기술, 인간의 개입을 최소하여 하 

여 정책(policy) 기반의 자율적인 운영과 관 

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외 

부의 공격, 오작동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복 

구와 치유가 가능한 기술, 마지막으로 변화 

되는 환경과 실행결과를 학습하여 지속적으 

로 서비스를 최적화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 

에게 맞는 맞춤형(taile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구성된다[18].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된 킬러 서비스들 

에 대하여 핵심 편익을 규명하고, 이러한 서 

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스템 모델 

링을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 

에서 요소기술(커뮤니티 컴퓨팅을 위한 Scale 

free 엑세스 기술, u Zone 커뮤니티 네트워 

킹 기술,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의 모바일 오 

브젝트 기술, 자율형 상황인지 커뮤니티 컴 

퓨팅 미들웨어, 커뮤니티 컴퓨팅 모델 및 응 

용개발 도구, 유비쿼터스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 통합 플랫폼 및 지능공간, u 웰빙 커 

뮤니티 실현을 위한 Human Interactive Smart 

Lifecare 시스템 기술, 유비쿼터스 커뮤니티 

환경에서의 다자간 인터랙티브 스마트 협업 

환경 기술,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에서의 인간 

행동 자동인지 및 의도추론 기술 등)을 개발 

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단계 

별로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술한 다음, 분해 

과정 (decomposition)을 통하여 세분화하는 

과정을 하였다[9, 22〜24].

3.4.1 B2C u 비즈니스 서비스

B2C 서비스 유형으로 도출된 u 비즈니스 

킬러 서비스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구매 

할 도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여 도서를 보유 

하고 있는 서가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특히 

다수의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최적의 구매

1. 고객의 위치정보(location context)를 인식하여,
고객의 context 를 street 예서 bookstore 로 전환 8. 도서를 저장한 서가 별로 이동

<그림 2> u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1단계 시스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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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핵 

심편익은 고객에게 시간절약에 따른 만족도 

향상과 함께 매장의 혼잡도를 분산시키는 효 

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부가적으로 고객 특 

성에 따른 구매 동선 상에서 고객이 정지 하 

는 지점(stop point)마다 특별한 마케팅 활동 

을 진행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고객이 도서매장에 입장하면 고 

객에 관한 정황정보(activity context)가 자동 

으로 전환되며, 도서매장 에이전트(agent)는 

고객에 대한 인증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 대 

한 식별과정을 진행하고 식별된 고객에게 맞 

줌 형 도서정보를 제공(service goal)하기 위 

한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게 된다. 커 

뮤니티 운영의 산출물로써 고객이 선호하는 

분야에 관한 베스트셀러 및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고객은 수신한 정보를 확인 

하고 열람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도서들을 선 

택하게 된다. 선택된 도서들에 대한 재고정보, 

고객의 현재 위치, 현재 도서매장의 구역별 혼 

잡도 등을 고려한 최적 경로 서비스가 고객에 

게 제공된다. 이러한 u 비즈니스 서비스 시나 

리오를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정보시스템 모 

델링은〈그림 2>〜〈그림 4>오+ 같다.

6. 고객이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목록을 바탕으로 최적의 구매동선을 제공하기 위한community 를 형성

<그림 3> U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2단계 시스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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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Aggregator
6-8-1. 고객 식별정보, 고객 preference, 고객 context, 구매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목록, 도서 판촉 활동정보, 도서 재고정보, 서가 및 지역별 혼잡도 정보（단위면적 당 밀도） 등을 수신

Context Modeling 6-8-4 추론 결과로써 ‘최적 구매 동선 서비스’ 도출

Learning & Inference

6-8-3. :고객 식별정보, 고객 preference, 고객 context, 구애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모로 UiJ HL조 희•도저 fed UL4 TUTlRtd L4 기 □! TI 여 벼 &자 U 저」；도서목록, 도서 판촉 활동정보, 도서 재고정보, 서가 및 지역별 혼잡도 정보 

（단위면적 당 밀도）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구매동선을 추론

Data Collection

Context Filtering
6-8-5. 최적 구매 동선 서비스' 도출과정을 학습

Data Formatter
6-8-2. 수집된 정보를 Customer Agent 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 터 형식으로 변환

6-8 . 각 Agent 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입력 값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구매동선을 추론

<그림 4> u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3단계 시스템 모델링

3.4.2 B2B u 비즈니스 서비스

B2B 서비스 유형으로 도출된 u 비즈니스 

킬러 서비스는 도서이동 및 판매에 대한 추 

적을 실시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서 

비스이다. 현재 도서매장에서의 도서 도난방 

지 정책은 도서도난 예방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일반 고객들의 불쾌감을 최소화하기위 

하여, 도서 도난 사례를 적발한 다음 사고처 

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 

서 이 서비스를 통하여 예상되는 핵심편익은 

고객만족도에 향상에 따른 매출신장과 함께, 

연간 도서매출 금액대비 5% 이상 차지하는 

도서 도난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수익률 증 

대를 가져올 수 있다.

1. 고객의 위치정보（location context）를 인식하여, 

고객의 context 를 street 에서 bookstore 로 전환

<그림 5> u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1단계 시스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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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 Inter Cameras based 

Tracing Activity Recognition Agent

5 . 도서 도난행위 검출 I---- 1-------------

Customer Agent

<그림 6> u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2단계 시스템 모델링

세부적으로 고객이 도서매장에 입장하면 

고객에 관한 정황정보가 자동으로 전환되며, 

도서매장 에이전트는 고객에 대한 인증정보 

를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식별과정을 진행 

하고, 식별된 고객에 대한 도서도난 사례（도 

서를 훔쳐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지난 방 

문 시 도서를 계산하지 않고 나간 사례가 있 

는지 등）를 조회한다. 만약 도서도난 사례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도서도난 고객검출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도서도난 행위를 

수행하는지 추적하게 되며 미리 저장된 도 

서도난 행위유형이 적발되고, 미 결제도서 

가 도서매장 밖으로 무단으로 방출되면 도 

서도난 고객을 도서매장 밖에서 검거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대형서점에 적용 가능한 u 비즈니 

스 킬러서비스를 설계하였다. 이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복합체인 u City 

를 구성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B2B 및 

B2C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함 

께 구현 가능한 서비스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u 비즈니스는 e 비즈니스의 확장된 개념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에 진행되었던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설계 

방법론 중에서 ‘Rayport and Jaworski’가 

제안한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방법론을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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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용하였다. 세부적으로 현재 또는 향 

후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 한 시나리오를 설 

계하고, 향후 U 비즈니스 서비스의 잠재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충족되지 못한 사용자들 

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이러 

한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U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설계하고, 이를 선행연 

구를 통하여 개발된 비즈니스 서비스 평가모 

형에 따라 우수한 서비스들을 추출하여 킬러 

서비스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킬러 서비스들 

은 가치제안 작업과 함께 서비스 지원에 필 

요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컴퓨팅사업단’ 기술개발 내용과 

연관하여 U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 

였다.

그 결과 대형도서 매장에서 요구되는 B2C 

u 비즈니스 서비스로서 ‘고객의 구매희망 도 

서정보를 서점에서 파악하여, 고객에게 도서 

정보, 위치정보 및 최적의 구매동선을 제공 

하는 서비스’, B2B u 비즈니스 서비스로서 

‘도서이동 및 판매에 대한 추적을 실시간 적 

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 등이 선 

정되었다. 선정된 u 비즈니스 서비스는 커뮤 

니티 컴퓨팅(CC, Community Computing) 

기반의 자원 및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단계 

별로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술한 다음, 이에 

대한 시스템 모델링을 서비스 시나리오와 함 

께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전개될 유비쿼터스 

컴퓨팅 업무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u 서비스 

의 요구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하고 이 

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기술 개발을 위한 타 

당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는 u 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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